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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직무불안 성과 직시민행동간 자기효능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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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Convergence-type Job

Insecur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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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근 격한 경 환경 변화로 해 근로 들  고용 안감  커짐에 라 든 근로 들  느끼는 직무에 
한 심리  안  욱 가하고 는 에 다. 라  본 연 에 는 직무 안 과 직시민행동간 

효능감  효과에 하여 살펴보았다. 상  시, 시, 충청남ㆍ 도 재  업  업원들  
상 로 하 , 2015  8월 5  동  동월 30 지  500  포하여 321 가 회수 어 답  

64.2% 다. 회수  문지  답  실한 문지 9  한 312  에 용하 다. 연 결과는 다 과 
같다. 첫째, 직무 안  직시민행동에 (-)  향  미 는 것 로 나타났다. 째, 고용 안 과 직시민
행동과  계에  효능감  효과가 는 것 로 나타났다. 라  직무 안  협 에 도 업원  

효능감   직시민행동   수  미한다. 결과 로, 업  생 과 직무가 안 한 현 상황
에  업  경 는 우  업원들에 한 과 내  보상 등  통해 효능감   필 가 다는 
것  시사한다고 할 수 다. 연  한계  연 상  시, 시  충청남ㆍ 도지역  업  원
들  주  연 본 로 삼고 다는 다. 라  상황  특  찰  수  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
한 지역, 다양한 업무  산업 로 확  연 가 필 할 것 다.

주 어 : 경 환경, 복합 직무 안 , 효능감, 직시민행동, 내 보상

Abstract  Anxiety for employment of workers has been increased due to rapid change of management 
environment, which tends to increase psychological instability on the job of all worker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job instabi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 research subjects were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Daejeon-si, Sejong-si and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500 sheet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from August 5, 2015 to August 30, 2015. Among them, 321 were collected with 64.2% of the 
response rate. Total 312 sheets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9 sheets with incomplete answ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t proved that job instability had nega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ly, in the relation between job instability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re was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ccordingly, if self-efficacy of the workers is higher in the threat of job 
instability, it means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ould increase. In conclusion,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re is instable survival of corporation and job, the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manufacturing 
company needs to increase self-efficacy through training and internal reward to employees. The limit of the 
study is that the research subjects were employees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Daejeon-si, Sejong-si and Chungcheongnam-do and Chungcheongbuk-do. Accordingly, as situational 
peculiarity may be observed, it is required to have expanded study to more various areas, works an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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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997년 외환 기 2008년 미국 발 융 기와 더불

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21세기 사회변화의 특징은 그

변화를 가늠할 수 없고, 끊임없는 기술의 발 으로 인한

직무구조의 변화나 직무 수행의 변화는 이러한 변화에

응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기술 인 진부화나 직무

수행에 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최근의 이와 같은 융복합 인 국내외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기업들은 불확실한 경 환경 변화에 합리 으로

응하기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요구하는 한편, 경

제의 효율성 증 를 해 명 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

의 채용 활용 등 새로운 고용기법들을도입하 다. 이

러한 고용기법의 변화는 평생직장과 안정 인 승진 등

고용보장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의 종업원들에게 자

신의 직무를 계속 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한

심각한 고용불안 상을 래하거나 스트 스, 그리고

불안정성(insecurity)을 느끼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

[1,2,3,4].

직무수행에 한 불안으로 야기되는 직무불안정성의

개념은 세계 으로 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직무

불안정성을 지각한 구성원은 비도덕화, 의심, 무기력, 스

트 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직무불안정성과 성과간의 선행연구 결과들은 세 가지

의 상반된 의견으로 일 된 결과를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첫째, 직무불안정성이 개인의 태도나 조직성과에

부정 인 결과를 래한다는 [5,6,7,8,37], 둘째, 직무

불안 상자가 되지 않기 해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한다

는 논리[9,10,11], 마지막으로 직무불안을 일으킨 해고와

잔류종업원들의 성과간에 선형 계가 아닌 역U자

(inversed U) 형태를 보인다는 연구결과[12]로 구분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근로자의 직무불안정성은 직무

환경 요인에 한 개인의 주 인지에 의해 야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13], 개인의 성격, 가치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직무불안정

성에 한 심리 인지도를 측정하 기 때문에 연구결

과에 한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14]. 즉 직무

불안정은 다양한 상황요인에 한 개인의심리 지각수

에 따라 직무태도가 상이하며 이에 한 처행 의

메커니즘도 상이한데도 불구하고[15] 이러한 것에 한

고려가 부족하 다고 할 수 있다.

직무불안정성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이 개인성과 수

행직무에 한 만족뿐만 아니라 소속집단에 한 강한

애착 등 다양한 업무 련 성과에 향을 주었다[16,17].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고용불안 상황에서도 업무 선

택에 있어 매우 도 이며 목표달성을 해 꾸 한 노

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8]. 그러므로 고용이 불

안정한 상황에서 종업원의 직무에 한 자신감의 정도에

따라 개인의 태도 조직의 성과에 어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검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기 로 본 연구의 목 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불안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 미

치는 향을 악하고자 한다. 둘째, 직무불안정성과 조

직시민행동간에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에 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2. 론  고찰  가  

2.1 효능감  개

자기효능감은 Bandura[19]가 효능감(efficacy)의 개념

을 처음으로 제시하 으며, “자기효능감을 목표를 산출

하기 해 필요한 행동과정을 조직화하고 실행할 수 있

는 자기의 능력에 한 신념”으로 정의하 으며, Gist &

Mitchell(1992)[20]는 자기효능감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해 필요한 자신의 행동 , 인지 , 정서 자원을 선택

으로 동원하고 성공을 향한 자원활용의 방향을 결정하

는 개인의 능력에 한 단이라고 정의하 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어려운 과업수행 목표를 극복하려는 개인

의 의지 등에도 향을 미쳐 업무수행과 성과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19].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조직 환경에서 성공 으로 과업

을 완수할 수 있다는 능력에 한 개인의 기 치를 반

하여,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구성원은 자

신의 성공 인 과업수행을 상하고 ‘내가 어떤 업무를

시작하면 부분을 업무를 완수한다’ 라는 의견에 강하

게 동의한다[21].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조직구성원의 동

기부여 과정과 목표 성취과정에 미치는 향력 때문에

조직 련 행동의 매우 요한 요소이다[19,22,23,36,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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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직무 안 과 직시민행동

직무불안정성은 잔류 종업원들의 공식 인 직무역할

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 외 행동에도 일정한

향을 미칠 수있다. 이러한 자발 인역할외 행동 측면

은 이른바 조직시민행동의 개념으로 주로 연구가 되어

왔다[24,25]. 고용의 상태는 심리 계약이나 조직몰입과

계없이 조직시민행동에 직 인 부(-)의 향을 미친

다는 것이다[26]. 일반 으로 조직이 효과 으로 기능하

기 해서는 공식 으로 규정된 직무행동 이외에 많은

부분에서 구성원들의 자발 이고 이타 인 차원의 조직

시민행동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회사가 인원감축을 단

행할 수밖에 없는 조직 기 상황에서 조직이 빠른 시간

내 안정과 경쟁력을 회복하기 해서는명시 으로 기

하지 않는 구성원들의 자발 인 역할외 행동들이 더 많

이 요구되어진다고볼 수 있다. 하지만고용조정 이후 조

직내에서 직무불안이 확산되면 구성원들 사이에 살아남

기 한 경쟁이 심화될 수있고 따라서 다른 사람을 업무

상 도와주는 등 자발 인 역할외행동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성원들이 자신의 일과 개인 인 성과향상에만

더욱 치 해 가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무불안정성을 조직구성원이 높게 지각할수

록 조직시민행동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Ⅰ 직무불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조직시민행동은

낮아질 것이다.

2.3 효능감  효과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한 반 인 믿음[22]

으로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 높은 자

기효능감을 가지는 조직구성원은 이런 주 인 인식을

유지하고 제고하기 하여 개인의 역량에 한 기

(expectation) 수 을 향상할 수 있는 경험을 추구한다

[19]. Brockner(1988)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고용

불안정성을 지각하더라도 더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면

서 고용불안정성과 성과, 작업노력 간 계에서 자기효

능감이라는 성격 요인이 조 역할을 한다고 하 다[27].

따라서 개인의 자기효능감 인식은 역할 외 행동과 정

인 계를 가진다[28,29].

이처럼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지고 있는 조직

구성원은 더욱 더 자신의 능력에 한 기 감을 향상하

고 조직으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기 한 방법으로 기

꺼이 역할 외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을 보일 것이다[30].

그러므로 높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조직구성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감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

라 여기고 공식 인 역할을 넘은 자율재량 인 행동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낮은 수 의 자기효능감을

가진 조직구성원은 직무수행에 한 동기가 하되어 주

어진 공식 인 업무조차도 성공 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율재량 인 조직시민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31].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

정하 다.

가설 Ⅱ 자기효능감은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의 계를 조 할 것이다.

3. 연 계

3.1 연 형

직무불안정과과 조직시민행동간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규명하기 해 직무불안정에 한 인식을 독립변

수로 자기효능감을 조 변수로 조직시민행동을 종속변

수로 설정하 다.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본  특  

본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기 하여 설문조사 방법으

로 자료를 수집하 다. 상은 시, 세종시, 충청남ㆍ

북도 소재 소 제조업의종업원들을 상으로 하 으며,

2015년 8월 5일부터 동년동월 30일까지총 500부를배포

하여 321부가 회수되어 응답률이 64.2% 다. 회수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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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9부를 제외한 312부를

분석에 이용하 다.

회수된 설문지의 분석은 SPSS를 이용하여 기 분석

과 신뢰성검증을 한Cronbach‘s α계수, 타당성 분석을

한 요인분석, 상 계분석 조 회귀분석을 이용하

여 가설을 검증하 다.

응답자의 인구통계 특성을 보면, 여성이 46.4%, 남

성이 53.6%이며, 학력은 문 졸 63.4%, 졸 30.3%,

학원졸 6.3%, 연령은 29세 이하 16.1%, 39세 이하 11.7%,

49세 이하 45.4%, 50세 이상 26.8%, 직 별로는 사원

73.2%, 리 20.2%, 과장이상 6.6%, 소속은 사무 리직

35.6%, 생산직 46.7%, 기술직 9.8%, 업직 7.9%로 나타

났다.

3.3 변수  

직무불안정성(job insecurity)은 “ 인 직무상황

에서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일부나 체를 상실

할 수도 있다고 지각함으로서 발생되는 무력감”이라고

정의하 다. Ashford 등(1989)이 제시한 직무불안정성

척도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하여 직무불안정성

을 표할 수 있다고 단되는 항목만을 발췌하 다[6].

구체 으로 직무특성의 상실가능성과 련해서 “임 이

나 보상수 의 감소 가능성”, “상사와의 계가 나빠질

가능성”, “우호 인 동료의식이 깨어질 가능성”, 직무자

체의 상실가능성과 련하여 “작업시간의 무일정 변

동 가능성”, “해고 가능성” 등의 5개의항목들을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5문항으로 측정한 이유는 우리나

라의 경우 직무불안정성보다 고용불안정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하며, 고용을 직무단 로 하지 않고 회사 체

인 차원에서 인 자원 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반

인 상황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측정하 다.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가치

있는 결과를 얻고 자신이 성공 으로 재 자신에게 주

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업무도 성공 으로

수행하여 만족스런 결과를 성취할 것이라는가능성에

한 믿음으로 정의하 다[19]. 이를 측정하기 해 Riggs

와 Knight(1994)의 설문항목을 사용하 으며[32], ‘나는

내 업무수행 능력에 구보다 확신을 갖고 있다.’ ‘나는

나의 업무기술과 능력에 해 자부심을갖고 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문가이다.’ 등 총 3개의 항목들을

“ 그 지 않다”를 1 , “매우 그 다”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조직시민행동(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OCB)은

공식 보상체계에 의하여 직 는 명시 으로 인정

되지 않는 임의 인 개인행동이며 총체 으로 조직의 효

율 ․효과 기능을 진하는 것으로, 상사가 조직구성

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하도록 개발한 Niehoff &

Moorman(1993)의 설문문항을[33] 응답자 자신이 자신의

조직시민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측정

하 으며, “업무량이 많은 동료들을 자발 으로 도움”,

“나의 언행이 동료에게 미칠 수 있는 향력 고려”, “사

소한 도 문제로 삼는 경향”, “회사규정이나 차를 양

심 으로 수”, “ 요한 미 에 자발 참여” 등 총 5개

의 항목들을 “ 그 지 않다"를 1 으로 "매우그 다

"를 5 으로 하는 리커트 5 척도로 측정하 다.

4. 실

4.1 신뢰   타당  

설문항목에 한 신뢰성 평가는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여 실시하 다. 신뢰성분석에서 신뢰성을 하시

키는 요인을 제거한 후 최종 항목 수를 기 로 신뢰성계

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산출하 다. 신뢰성 계수는

<Table 1>과 같이 직무불안정성 .955, 자기효능감 .731,

조직시민행동 .850으로 모든 이론변수들이 .600이상으로

충분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item N cronbach's α

job insecurity

self-efficacy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5

3

5

.955

.731

.850

<Table 1>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타당성분석은 탐색 요인분석의 방법으로 고유값

(eigenvalue)이 1이상 되는 요인의 개수를 악하고, 요

인 재치가 .40이상이 되는 문항을 포함하 으며, 직각

회 방식인 Varimax방식을 이용하여 복 재되거나

요인 재치가 .40미만인 항목과 공유치(communality)가

.30이하인 문항은 제거하고, 고유값이 1.0이상인 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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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경우를 제거하는 기 으로 실시하 다. 체단

에 한 탐색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 즉, 직무 불안정

성, 자기효능감, 조직시민행동으로 분산 설명력이

74.241%로 분석되었다.

　 job insecurity OCB self-efficacy

job insec4 .982 -.093 -.058

job insec5 .976 -.092 -.054

job insec2 .971 -.074 -.047

job insec1 .969 -.064 -.034

job insec3 .681 -.047 .033

OCB5 .079 .875 -.121

OCB3 .058 .874 -.127

OCB2 -.180 .732 .189

OCB4 -.255 .718 .185

OCB1 -.103 .704 .278

efficacy2 .004 .178 .802

efficacy1 -.112 .221 .802

efficacy3 .027 -.140 .762

eigenvalue 4.392 3.205 2.055

variance 33.785 24.651 15.805

cumulative
variance 33.785 58.435 74.241

<Table 2> Validity Analysis Results 

4.2 변수 간  상 계

가설을 검증하기 에 연구 요인들에 해서 서로의

방향과 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하여 상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Table 3>과 같이 직무불안정성

과 조직시민행동, 자기효능감과는 유의한 부(-)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 조직시민

행동은 유의한 정(+)의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ob insecurity self-efficacy OCB

Mean 2.8984 2.7453 3.0498

SD .8262 .6815 .7212

job insecurity 1 　 　

self-efficacy -.277** 1 　

OCB -.184** .217** 1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 하 을 때 측

정치들 간의 낮은 상 계가 존재할 때 별 타당성이

입증된다고 볼 수있다. <Table 2>에서 동일요인으로 분

류된 항목들의 요인 재 값 최 값은 0.681로 높게

재 되었다. 다른 요인으로 분류된 항목들의 재치

최고값은 0.278로 낮게 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연구 단 들을 한 번에 두 개씩 추출하여 상 계

계수를 계산한 결과 모든 상 계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에서 1보다 작게 나타나 별 타당성이 입증

되었다[34].

4.3 가 검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계 조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방법은 1단계에서는 조직시민행동에 하여

통제변수만을 투입하 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직무

불안정성을 추가하고, 3단계에서는 조 변수인자기효능

감을, 4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다. 조 효과 검증은 독립변수와 조 변수를 동

시에 투입하여 나타난 3단계 회귀식의 R²과 4단계에서

독립변수와 조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면

서 증가한 R²(ΔR²)를 비교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variable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model1 model2 model3 model4

B t B t B t B t

constant 2.670 9.792 3.080
10.45

1
2.495 7.076 2.483 7.111

sex -.015 -.186 -.028 -.352 -.028 -.348 -.021 -.269

age -.063
-1.11

5
-.048 -.856 -.052 -.933 -.048 -.869

education -.030 -.415 -.023 -.330 -.017 -.238 -.016 -.235

married .133 .990 .139 1.048 .121 .921 .110 .850

tenure .013 .401 .016 .489 .014 .454 .016 .511

position .173 2.523 .182 2.690 .159 2.371 .176 2.640

occupation
.072 1.506 .070 1.491 .075 1.624 .071 1.534

job

insecurity

(a)

-.163

-3.35

8

**

-.120

-2.38

6

**

.041 .524

self-

efficacy

(b)

.179
2.939

**
.162

2.676

**

aXb -.044
-2.683

**

F 1.423 2.696** 3.416** 3.856**

R² .031 .065 .091 .112

ΔR² .034 .026 .021

* p< 0,05, ** p<0.01.

<Table 4> Results of 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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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가설 Ⅰ을 검증한 결과(Table 4-model 2) 직무

불안정이 조직시민행동에 부(-)의 향을 미치는(β

=-.163, p<0.01) 것으로 나타났다. R²= .065로 조직시민행

동이 직무불안정성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이 .065이다. F

값은 자유도(8, 316)에서 2.696으로 계산되며, 추정된 회

귀분석모형의 p-value는 p<0.01로 나타나본 회귀분석모

형의 반 인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직무불안정성이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은 낮아질 것이

라는 가설Ⅰ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Jin-hwan.

Han[2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가설 Ⅱ를 검증한 결과(Table 4-model 3) 자기

효능감이 조직시민행동(β= .179, p<0.01)에 유의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한(Table 4-model 4) 직무

불안정성과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β= -.044, p<0.01)

이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직무불안정성은 조직시민행동(β= .041,

p>0.05)에 유의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 효과 분석을 해 조직시민행동에 해 통제변

수, 독립변수, 조 변수를 투입한 후, 독립변수와 조 변

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함으로써 증가한 R² 값은 .021

(p<0.05)로유의하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자

기효능감은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간 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Ⅱ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종업원의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직무불안정성의 속에서 조직

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결론

최근 격한 경 환경 변화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모든 근로자들이 느끼는 직무에

한 심리 인 불안정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근로자들이 지각하게 되는 직무에 한 불안정성

은 심리 인 불안과 조감을 증 시키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의 근로태도로서 직무만족이나 조직몰입, 조직

시민행동 등에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이직의도가 증가하는 등 결국기업성과에 바람직하지

않은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

간 자기효능감의 조 효과에 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불안정성이 조직시민행동에부(-)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고용환

경 변화로 인해 고용불안정성을 지각한 종업원들은 직무

에 덜 만족하여 조직시민행동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

[2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고용불안정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계에서 자

기효능감이 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용불안정성과 성과, 작업노력간의 계에서 자

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업무 역할외 행동에 더 충실

히한다는기존의선행연구[27,28,29]와일치하는내용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시사 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직장에 한 고용안정성이 우선 으로 고려되어

야만 직무수행에 있어 자발 인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용불안의 속에서 자기효능감은 조직시민

행동에 유의한 향을 미쳤으며, 직무불안정성과 조직시

민행동간 조 효과가 있다는 이다. 이러한 결과는 직

무불안정성의 속에서도 종업원의 자기효능감이 높

으면 조직시민행동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기업의 생존과 직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소

제조업의 경 자는 종업원들에 한 교육과 내 보상

등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직무불안정성을 주 인지도를

심으로 악하여 조직시민행동과의 계와 자기효능

감의 조 효과를 악하 다는 이다. 한 직무불안정

성의 요성을 부각시키고 직무불안정으로 인한 조직

개인의 부정 결과를 최소화하기 한 제도 장치를

강구하는데 있어서 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 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구 상이 시, 세종시와 충청남ㆍ북도지역

의 소기업의 구성원들을 주된 연구표본으로 삼고 있다

는 이다. 따라서 상황 특이성이 찰 될 수 있기 때

문에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지역, 다양한업무 산업으

로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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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간 상황 제약조건으로 인

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함으로서 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계열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 도 후속연

구에서 극복되어져야 할 문제 으로 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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